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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학파와 유식학파는 대승불교의 중심 학파들이지만, 그 두 학파의 중
도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용수(龍樹)는 중도를 비유비무(非有非
無)라고 설명하면서, 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중변분별론은 중도
를 비공비불공(非空非不空)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
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식학파가 용수의 중도 개념을 부정하고, 새로
운 중도를 주장하게 되었던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
므로 논자는 본 연구에서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과 의미 등에 대한 재
검토를 통하여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은 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공성의 존재성 승인, 
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이라는 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내
용은 모두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기존의 불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다. 이로부터 유식학
파의 중도 개념은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③유식이라는 새로운 불교 사상의 확립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는 중도 개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유식관의 선정 체험에 
근거한 새로운 불교 사상의 확립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유식학파는 유가
사(瑜伽師)들의 선정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학파로서, 해심밀경이
나 유가사지론 등의 최초기 경론에 이미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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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도는 불타 성도 후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의 주제로서, 불
교의 출발점인 동시에 불교를 인도의 다른 사상과 구분하는 징표

이다. 불타는 율장 대품 전법륜경에서 애욕과 고행의 양 극단을 

떠난 중도가 수행자를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설하

는데, 거기서 중도는 고락중도(苦樂中道), 즉 ‘쾌락과 고행의 양 극

단을 떠나서 수행자를 지혜와 열반으로 인도하는 팔정도’라는 의

미로 사용되었다.1) 
그 후 불타는 가전연경과 캇사파경 등에서 유무중도(有無中

道), 일이중도(一異中道), 단상중도(斷常中道) 등을 설하는데, 거기

서 중도는 비유비무, 불일불이, 불상부단 등 ‘연기인 여러 사물들

의 진실 및 그 진실을 아는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불타는 중도를 ‘팔정도 및 그것을 통해 깨달아진 여러 사물의 진

실 혹은 그 진실을 아는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2) 

1) 남수영(2015) p. 64. 
2) 남수영(2017) pp. 30-35. 

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의 문구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을 구성하는 세 항목의 동기를 살펴보면,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는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유식학파의 ‘비공비불공’ 중도 개념은 부파불교의 법유론과 중관학파의 법
공설을 비판하고, 윤회, 해탈, 공성 등 불교의 핵심 개념들을 유식관의 선
정 체험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식 사상을 새로운 대승불교로 확
립하기 위한 개념 틀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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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파불교에서 중도 개념은 주로 단상중도의 측면에서 이해되었

다. 대비바사론은 유무중도가 단상중도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부파불교의 논서들에서 원인과 결과의 불일불이를 설하는 일이중

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부파불교 시대에 불

타의 중도 개념은 다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중도 개

념을 축소한 이유는 자신들의 중심 학설인 법유설을 통해서는 비

유비무와 불일불이 등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3) 
대승불교에서 중도는 다시 중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왜냐하면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주요 논서인 중송과 중변분별론은 모

두 중도를 주제로 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관학파

와 유식학파의 중도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용수(龍樹, 
Nāgārjuna, 150-250경)는 중송과 회쟁론 등에서 중도를 비유

비무(非有非無)라고 설명하면서, 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중변분별론은 중도를 비공비불공(非空非不空)이라고 설명하면

서, 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식학파가 용수의 중도 개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중도

를 주장하게 되었던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과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유식 사상에 대해서

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발견되지 않는다.4) 

3) 남수영(2017) pp. 35-44. 
4) 유식 사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 가운데 본 논문과 다소 유관한 흐름은 

‘유식학파의 삼성설’ 혹은 ‘유식학파에서 승인하는 실재’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런 경향의 연구 논저로서 高橋晃一(2005), 菩薩地 ｢眞實義品｣から
｢攝決擇分中菩薩地｣への思想展開: vastu 槪念を中心として; 안성두(2007), 
｢인도불교 초기 유식문헌에서의 언어와 실재와의 관계｣, 인도철학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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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논자는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유식

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과 의미 등을 재검토하고, 그와 같은 검토

를 단서로 하여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를 규명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중변분별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변분별론
은 미륵(彌勒, Maitreya)이 지었다고 말해지는 게송에 세친(世親, 
Vasubandhu, 320-400경)이 주석을 붙인 것으로서, 유식 사상의 

해명을 위해 저술된 일종의 개론서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공성

(空性)을 바탕으로 한 중도(中道)이기 때문이다. 

Ⅱ. 국내외 연구 동향

먼저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일본의 나가오 가

진(長尾雅人)은 중관 및 유식 사상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전개한 

세계적인 불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용수

가 설하는 중도는 ‘유(有)와 무(無)의 즉일(卽一)’, 혹은 ‘유와 무의 

표리상즉(表裏相卽)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5)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이 용수의 중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지

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용수의 중관 사상에서 중도는 유와 무의 

‘동시 부정’이고, 그것은 절대 부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유와 

무의 동시 부정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거나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와 무의 즉일’, 혹은 ‘유와 무의 표리상즉’은 유식학파

김재권(2009), ｢초기 유가행파의 존재론의 형태와 그 의의｣, 인도철학 
제27집 등이 있다. 

5) 長尾雅人(197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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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된다. 왜냐하면 유식학파에서 공성은 ‘소취와 능취의 비

존재’와 ‘그 비존재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가오의 

주장은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공성 및 중도 개념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혼동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국 불교학계에서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연

구는 박인성과 곽진희의 논문에서 발견된다. 박인성은 자신의 논

문 ｢중변분별론의 중도 개념｣에서 ‘중(中)이란 있음의 극단과 없음

의 극단에서 벗어난 것’6)이며, 중변분별론 제3장 제3송이 언급

하는 진실이란 곧 중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규정하고,7) 삼자성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분별된 것의 있지 않음이 변계소집성의 진실’8)이고, ‘허망분

별은 난성(亂性)이기 때문에, 허망분별의 결과는 “있는 것”이지만, 
이 “있는 것”의 “있지 않음”을 볼 때 진실을 얻게 되는 것’9)이며, 
‘없음이라는 부정을 동반하지 않고, 있음에서 있음으로 일어남, 이
것이 원성실의 있음과 없음이 의미하는 바’10)라는 것이다.
유식 사상에서 중도가 진실로 간주된다는 것과 그 중도가 ‘비유

비무’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유식학파의 비유비

무 중도가 중관학파의 비유비무 중도와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본 논문 제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식학

파의 중도 개념의 특징은 ‘비유비무’가 아니라, ‘비공비불공’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 ‘비유비무’의 중도를 말할 때는 ‘유와 무의 극단’을 배척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유와 무를 모두 언급하는 것이 일반

6) 박인성(2004) p. 30. 
7) 박인성(2004) p. 42, 44. 
8) 박인성(2004) p. 42. 
9) 박인성(2004) p. 44. 
10) 박인성(2004)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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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그러나 중변분별론 제3장 제3송 및 그에 대한 세친의 

주석은 원성실성에 대해서만 유와 무를 언급할 뿐,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에 대해서는 각각 무와 유라고 언급할 뿐, 유와 무를 함

께 언급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게송이 삼자성의 ‘중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자성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변분별론 제3-3송에서 언급하는 ‘진실’을 

‘중도’라고 해석하고, 그 게송으로부터 삼자성의 비유비무 중도를 

도출하고자 한 것은 다소 무리한 시도였다고 판단된다.11) 
곽진희의 연구에서도 나가오의 경우와 유사하게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공성 및 중도 개념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한 혼동

과 오해가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논문 ｢중변분별론의 중도사상 

연구｣에서 용수의 이제설을 고찰하면서 ①‘이제(二諦)의 상즉은 

비유비무의 중도사상을 보이는 것’12)이며, ②‘공은 연기의 도리에 

의해서 세속에 허용된 승의의 실재’13)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수의 중관 사상에서 승의제는 무(無)가 아니라, 비유비

무의 중도라고 말해지기 때문에, 세속제와 승의제의 상즉에 의해

서 비유비무의 중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승의제가 바로 비유

비무의 중도라고 생각된다.14) 따라서 주장 ①은 오류임을 알 수 

11) 삼자성의 ‘비유비무’ 중도는 중변분별론이 아니라 오히려 세친의 삼성론 
제11송∼13송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론 
제11, 12, 13송은 삼성의 각각을 존재와 비존재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즉 변계소집성은 존재로서 파악되지만, 완전한 비존재이기 

때문에, 존재(sad)와 비존재(asad)의 특징을 가지며, 의타기성은 

미란(迷亂)으로서는 존재하지만, 나타나는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와 비존재의 특징을 가지며, 원성실성은 두 가지의 비존재성으로서 

존재하지만, 두 가지의 비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존재와 비존재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12) 곽진희(2010) p. 53.
13) 곽진희(201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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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용수의 공성 개념에서 ‘연기의 도리에 의해서 세속에 허용

된 승의의 실재’라는 의미를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용수의 

중관 사상에 의하면 연기에 의해서 무자성과 공성의 개념이 도출

되고, 무자성과 공성에 의해서 ‘존재와 비존재의 동시 부정’을 의

미하는 중도 개념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중관 사상에서 연기와 공

과 중도는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승의의 실재’
라는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장 ②도 올바르

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그의 주장은 나가오 가진과 유사하게 중관 사상과 유식 사

상의 공성 및 중도 개념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혼동한 결과 발생

한 오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연구를 보면 유식학

파의 중도 개념을 중관학파의 중도 개념과 혼동하거나, 각종 이유

로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견된다. 여기서 유식학파 중도 개념에 대한 재검토 및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은 용수의 중도 개념과 비교할 때 분

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중도를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으로 부각

14) 물론 중관 사상에서 승의제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승의제를 

가장 진실에 가깝게 언어 표현한 것을 요의설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무자성-공성이란 승의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므로 세속제이지만, 진실에 

가장 가까운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요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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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것은 용수이고, 유식학파는 용수의 중도 개념을 부정하고 새

로운 중도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용수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일체법은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라고 설한다. 즉 용수에 의하면 일체법은 연기이다. 
왜냐하면 그는 연하지 않고서 발생한 사물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5) 또 그에게 연기인 것은 무자성이

다.16) 왜냐하면 용수와 월칭은 자성을 ①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

지지 않은 것, ②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③어떤 사물을 떠나

지 않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17) 또한 용수에 의

하면 반야경에서 설하는 공이란 ‘자성의 비존재 혹은 결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연기이고 무자성인 것을 공성이라고 말

한다.18) 
그리고 그는 다시 공성인 것을 가명이고 중도라고 말한다.19) 월

칭은 중송 제24-18송에 대한 주석에서 가명과 중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무자성인 것(=자성의 공성)은 가명이다. 왜냐하

면 무자성인 것은 자신의 고유한 실체(=자성)를 지니지 못하므

로,20) 가명, 즉 ‘연에 의존해서 시설된 명칭’21)에 지나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무자성인 것은 존재(=有)나 비존재(=無)의 자성도 지

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성으로서 불생인 것, 즉 무자성인 일체

15) 중송 제24-19송. 
16) 회쟁론 제22송. 
17) 중송 제15-2송과 중송 제13-4송 및 그에 대한 월칭의 주석 참조. 
18) 중송 제24-18ab송. 남수영(2015) pp. 130-133. 
19) 중송 제24-18cd송. 
20) 부파불교에서 ‘자성’이란 여러 법의 고유한 속성이지만, 그것이 곧 실체로 

간주된다. 남수영(2015) pp. 51-59. 
21) ‘연에 의존해서 시설된 명칭’과 ‘연에 의존하지 않고 시설된 명칭’은 서로 

다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책상’은 ‘연에 의존해서 시설된 명칭’으로서 

비유비무의 중도이지만, ‘토끼의 뿔’ 등은 ‘연에 의존하지 않고서 시설된 

명칭’으로서 비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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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비유비무의 중도라고 말해진다는 것이다.22) 
이로부터 중관학파에서 중도는 연기, 무자성, 공, 가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의미로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식학파는 중도를 ‘비유비무’가 아니

라 ‘비공비불공’이라고 말한다.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허망분별은 있다. 거기에 [소취-능취의]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공성이 있고, 거기에도 그 [허망분별]이 있다. (중변

분별론, 1-1)23)

그러므로 일체는 공(空)도 아니고, 불공(不空, aśūnya)도 아니라고 

말해진다. 
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이기 때문에, 또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

이 [곧] 중도이다. (중변분별론, 1-2)24) 

세친석(1-2): ‘공도 아니다.’라는 것은 공성과 허망분별(虛妄分別)이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공도 아니다.’라는 것은 소취(所取)-능취(能取)
의 두 가지가 [비존재이기] 때문이다. ‘일체’란 유위, 즉 허망분별이라

고 말해지는 것과 무위, 즉 공성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말해진다.’
는 [것은]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존재이기 때문에’란 허망분별이 [존재이기 때문이고], ‘비존재이기 

때문에’란 [소취-능취의] 두 가지가 [비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존재이

기 때문에’란 허망분별에 공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그 [공성]에 

허망분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도(中道)이다.’란 일체가 일향공(一向空)인 것도 아니고, 

일향불공(一向不空)인 것도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진 

것은 반야바라밀다 등에서 ‘이 일체는 공도 아니고, 또 불공도 아니

22) PP, p. 504(8-15). 이에 대한 번역과 원문은 남수영(2015) p. 134 참조. 
23) abhūta-parikalpo 'sti dvayan tatra na vidyate/ 

śūnyatā vidyate tv atra tasyām api sa vidyate// Mvbh 1-1) 
24) na śūnyaṁ nā'pi cā'śūnyaṁ tasmāt sarvaṁ vidhīyate/ 

sattvādasattvāt sattvācca madhyamā pratipacca sā// Mvb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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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설해지는 것과 일치한다.25) 

즉 일체법 가운데 유위인 허망분별과 무위인 공성은 존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일체법은 공(空)이 아니고, 일체법 가운데 소취-
능취의 두 가지는 비존재이기 때문에 일체법은 불공(不空)도 아니

다. 또 허망분별에는 공성이 존재하고, 공성에는 허망분별이 존재

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일체가 일향공(一向空)인 것도 아니고, 
일향불공(一向不空)인 것도 아닌 비공비불공(非空非不空)의 중도가 

성립하며, 그것이야말로 반야경의 가르침과 부합한다는 것이

다.26) 
이와 같은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을 용수의 중도 개념과 비교해 

보면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용수

가 일체법이 모두 공이고 비유비무의 중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유식학파는 ‘허망분별 및 공성의 존재’와 ‘소취-능취의 비존재’를 

바탕으로 일향공과 일향불공의 극단을 떠난 비공비불공의 중도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25) na śūnyaṁ śūnyatayā cā'bhūtaparikalpena ca/ na cā'śūnyaṁ dvayena 
grāhyena grākeṇa ca/ sarvaṁ saṁskṛtaṁ cā'bhūtaparikalpākhyam/ 
asaṁskṛtaṁ ca śūnyatākhyam/ vidhīyate nirdiśyate/ sattvād 
abhūtaparikalpasya/ asattvād dvayasya/ sattvāc ca śūnyatāyā 
abhūtaparikalpe, tasyāṁ cā'bhūtaparikalpasya sā ca madhyamā pratipat/ 
yat sarvaṁ/ naikāntena śūnyaṁ, naikāntenāśūnyam/ evam ayaṁ pāṭhaḥ 
prajñāpāramitādiṣv anulomito bhavati "sarvam idaṁ na śūnyaṁ nā'pi 
cā'śūnyam" iti// Mvbh p. 18. 

26) 반야경에서 ‘비공비불공’을 언급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제48권 ｢마하살품 2｣ 대정 제5권 pp. 272a-273b. 
대반야바라밀다경 제72권, ｢관행품 19｣ 대정 제5권 pp. 407c-408a. 그러나 

그 내용이 중변분별론이 언급하는 것처럼 일향공과 일향불공의 

부정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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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의미

1. 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은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2)공성의 

존재성 승인, 그리고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이라는 세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세 항목의 내용 파악을 통하여 유

식학파 중도 개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먼저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유식학파에서 소취(所取, 
grāhya)는 ‘포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인식대상’을 의미하고, 
능취(能取, grāka)는 ‘포착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인식주관’을 

의미한다.27) 그런데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대상, 유정, 자아, 요별(了別)로 현현하는 식이 발생한다. (중변분별

론, 1-3ab)28)

세친석(1-3ab): 여기서 ‘대상으로 현현한다.’는 색(色) 등인 사물로서 

현현하는 것이다. ‘유정으로 현현한다.’는 자신의 상속(相續)과 타자의 

상속에서 5근(五根)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자아로 현현한다.’는 오염

된 말나[로 현현하는 것]이다. 아치(我癡) 등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요
별로 현현한다.’는 6식(六識)[으로 현현하는 것]이다.29) 

27) 高崎直道(2003) p. 60. 
28) artha-satvātma-vijñapti-pratibhāsaṃ prajāyate/ Mvbh 1-3ab) 
29) tatrārtha-pratibhāsaṃ yad rūpādi-bhāvena pratibhāsate/ 

satva-pratibhāsaṃ yat pañcendriyatvena svaparasantānayor[/] 
ātma-pratibhāsaṃ kliṣṭaṃ manaḥ/ ātma-mohādi-saṃprayog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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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변분별론 제1-3ab송에서 ‘대상, 유정, 자아, 요별로 현현하

는 식’이란 아뢰야식이다. 유식학파에 의하면 아뢰야식은 윤회의 

주체로서, 중생들의 업을 종자의 형태로 저장하고서, 다시 태어날 

곳으로 간다고 말하기 때문이다.30) 그럴 경우 위의 게송은 아뢰야

식이 모태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다. 즉 아뢰야식이 모태에 들어가 처음으로 작용을 시작할 때, 아
뢰야식의 종자로부터 대상-유정-자아-요별이 현현한다는 것이다. 

중변분별론 제1-3ab송에 대한 세친의 주석에서 ‘색 등인 사

물’이란 색-성-향-미-촉-법의 6경(境)을 의미하며, ‘오염된 말나’
란 제7식이다. 그러므로 중변분별론 제1-3ab송에서 언급하는 

‘대상-유정-자아-요별’이란 각각 ‘6경(境)-유정의 5근(根)-제7식-
전6식(前六識)’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거기서 6경-5근은 소취(所
取)에 해당하고, 제7식-전6식은 능취(能取)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

식학파의 제7식은 부파불교의 의근(意根)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중변분별론에서 언급하는 ‘소취-능취’란 결국 부파불교에서 일체

법이라고 말해지는 ‘6경-6근-6식’의 18계가 된다. 
이로부터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에서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

정은 부파불교에서 일체법이라고 말해지는 ‘18계의 존재성 부정’
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

관학파의 법공설에31) 대한 비판인 동시에 기존의 불교와는32) 다
른 새로운 불교 사상이다. 왜냐하면 부파불교의 여러 학파들이 실

체로서 존재한다고 승인하는 여러 법들은 모두 18계에 포함되고, 

vijñapti-pratibhāsaṃ ṣaḍ vijñānāni[/] Mvbh p. 18. 
30) 중변분별론 제1-10, 11송 및 그에 대한 세친의 주석을 참조. 
31) 일반적으로는 부파불교의 사상을 ‘법유설’이라고 부르고, 중관학파의 사상을 

‘중관 사상’이라고 부르지만, 본고에서는 부파불교와 중관학파를 모두 

비판하는 유식학파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파불교의 사상을 ‘법유설’, 
중관학파의 사상을 ‘법공설’이라고 하였다. 

32) 본고에서 ‘기존의 불교’란 주로 부파불교와 중관학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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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학파는 일체법이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중도라고 주장하면서 

일체법의 비존재성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유식학파에서 허망분별(虛妄分別, abhūtaparikalpa)이란 윤회의 

주체로서 자신의 종자로부터 소취-능취를 현현해 내는 ‘아뢰야

식’,33) 혹은 ‘아뢰야식을 포함한 여덟 종류의 식과 심소’를 의미한

다. 그러므로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허망분별은 삼계(三界)의 심(心), 심소(心所)이다. 
거기서 식(識=心)이란 대상을 보는 것이고, 심소란 그 [대상]의 차별

을 보는 것이다. (중변분별론, 1-8)34)

첫째는 연식(緣識)이고, 둘째는 향수[식](享受[識])이다. 
거기서 향수하는 것, 판별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심소(心所)들이다. 

(중변분별론, 1-935)

세친석(1-9): 아뢰야식은 다른 식들의 연이 되기 때문에 연식(緣識)
이다. 그것을 연으로 하는 것이 전식(轉識)이고, [그것은] 향수 [등]을 

지닌 식이다. 거기서 ‘향수’란 수(受)이고, ‘판별’이란 상(想)이고, ‘식을 

움직이는 것’이란 행(行)이니 사(思)와 작의(作意) 등이다.36) 

33) 高崎直道(2003) pp. 98-100. 
34) abhūtaparikalpaś ca cittacaittās tridhātukāḥ/ 

tatrārtha-dṛṣṭir vijñānaṃ tad-viśeṣe tu caitasāḥ// Mvbh 1-8. 
35) ekaṃ pratyaya-vijñānaṃ dvitīyam aupabhogikaṃ/ 

upabhoga-pariccheda-prerakās tatra caitasāḥ// Mvbh 1-9.
36) ālaya-vijñānam anyeṣāṃ vijñānānāṃ pratyayatvāt pratyaya-vijñānaṃ/ 

tat-pratyayaṃ pravṛtti-vijñānam aupabhogikaṃ/ upabhogo vedanā/ 
paricchedaḥ saṃjñā/ prerakāḥ saṃskārā vijñānasya 
cetanāmanaskārādayaḥ/ Mvbh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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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변분별론 제1-8송에 의하면 허망분별은 윤회의 영역인 

삼계에서 작용하는 심(心)-심소(心所)이다. 그리고 거기서 심(心)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 식(識)은 아뢰야식-제7식-전6식을 의미하

고, 심소는 마음 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그 게송에 따르면 식은 대

상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고, 심소는 대상의 여러가지 차별적인 모

습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변분별론 제1-9송과 그에 대한 세친의 주석에 의하면 아뢰

야식은 제7식-전6식을 현현하도록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연식(緣
識)이고, 제7식-전6식은 아뢰야식으로부터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전식(轉識)이다. 그리고 전식은 각각 ‘향수하는 것, 판별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수(受), 상(想), 사(思) 등의 여

러 심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수식(享受識), 즉 ‘향수 

등을 지닌 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에서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은 ‘아뢰야식, 혹은 그것을 포함한 여덟 종류의 식과 심소의 존재

성 승인’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파불교의 법유

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불교 사상이다. 왜냐하면 부파불교가 실체로서 승인

하는 일체법에는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관학파는 일체법이 비유비무의 중도라고 주장하면서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의 존재성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공성의 존재성 승인

유식학파에서 공성(空性, śūnyatā)이란 ‘소취-능취의 비존재’, 
‘소취-능취 비존재 상태의 존재’, 그리고 ‘맑게 빛나는 마음’을 의

미한다.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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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그] 둘의 비존재와 그 비존재의 존재가 공의 특징이다. (중변

분별론, 1-13ab)37)

세친석(1-13ab): 소취-능취라는 둘의 비존재와 그 비존재의 존재가 

공성의 특징이다. 이로부터 공성이 비존재의 자성이라는 특징이 분명

해졌다.38) 

즉 공성이란 ‘소취-능취의 비존재’와 ‘그 소취-능취의 비존재 

상태인 공성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식학파의 수

행자들은 ‘공성’을 ‘맑게 빛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그 [공성]은 잡염도 아니고 비잡염도 아니다. 청정도 아니고 비청정

도 아니다. 
마음은 맑게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번뇌는 우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변분별론, 1-22)39) 

위의 게송에서 보듯이 중변분별론 제1-22송은 ‘공성’과 소취-
능취가 사라져서 ‘맑게 빛나는 마음’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이로부터 유식학파에서 공성과 맑게 빛나는 마음은 동일한 의미

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맑게 빛나는 마음’을 공성이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공(空, śūnya)’의 사전적 의미가 ‘결여 혹은 

비존재’이며, 맑게 빛나는 마음에는 소취-능취의 두가지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에서 2)공성의 존재성 승인은 

37) dvayābhāvo hy abhāvasya bhāvaḥ śūnyasya lakṣaṇaṃ/ Mvbh 1-13ab)
38) dvaya-grāhya-grāhakasy-ābhāvaḥ/ tasya cābhāvasya bhāvaḥ śūnyatayā 

lakṣaṇam ity abhāva-svabhāva-lakṣaṇatvaṃ śūnyatāyāḥ paridīpitaṃ 
bhavati/ Mvbh pp. 22-23. 

39) na kliṣṭā nāpi vākliṣṭā śuddhāśuddhā na caiva sā/ 
prahhāsvaratvāc cittasya/ kleśasyāgantukatvataḥ// Mvbh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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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능취의 비존재 상태인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의 존재성 

승인’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파불교의 법유설

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기존의 불교와는 다

른 새로운 불교 사상이다. 왜냐하면 부파불교가 실체로서 승인하

는 일체법에는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중관학파는 일체법이 비유비무의 중도라고 주장하면서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의 존재성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식학파 중도 개념은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

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유식이라는 새로운 불교 사상의 

확립이라는 3가지 의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유식학

파의 중도 개념은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2)공성의 존재성 승

인, 그리고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 항목의 내용은 모두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

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기존의 불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기 때문이다. 

Ⅴ.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

1.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 

해심밀경 등 초기 유식학파의 경론을 보면 유식학파는 발생 

당시부터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해서 비판

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심밀경
이나 유가사지론 등의 최초기 경론에 이미 부파불교의 법유설

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의 문구들이 발견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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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심밀경의 삼시법륜설(三時法輪說)에 따르면, 불타는 처음에 

오직 성문의 수행자들을 위하여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했으며,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경전은 아함경이다. 이 가르침은 비록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요의설(了義說)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논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시기에 불타는 오직 대승의 수행자들을 위하여 

일체법 무자성의 가르침을 은밀상(隱密相)으로 설했다. 그것은 이

른바 반야경의 일체법 무자성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 역시 훌

륭한 것이었지만, 역시 요의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논쟁이 끊

이지 않았다. 
세 번째 시기에 불타는 일체의 수행자들을 위하여 일체법 무자

성의 가르침을 현료상(顯了相)으로 설했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경전은 유식 사상을 설하는 해심밀경 등이다. 그런데 이 유식 

사상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완전한 요의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40) 또 유가사지론석은 이렇

게 말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마사(魔事)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부집(部執)
이 다투듯 일어나니, 대개 그들은 유견(有見)에 집착하였다. 용맹 보살

은 극희지(極喜地)를 증득하고, 대승의 무상공교(無相空敎)를 채집하여 

중송 등을 짓고, 널리 진실한 가르침을 펴서 유견(有見)들을 제거하

고, 제바 등의 여러 대논사는 백론 등을 지어서 널리 대의를 펴니, 
이로 말미암아 중생들은 다시 공견(空見)에 집착하였다. 이에 무착 보

살은 초지(初地)에 올라 법광정(法光定)을 증득하고 대신통(大神通)을 

얻어 대자존(大慈尊)으로 하여금 이 [유가]론을 설하여 줄 것을 청했

다.41) 

40) 해심밀경 제2권, 대정 제16권, p. 697a-b. 이에 대한 번역과 원문은 

남수영(2015) pp. 227-228. 
41) 佛涅槃後魔事紛起. 部執競興多著有見. 勇猛菩薩證極喜地. 採集大乘無相空敎. 

造中論等. 究暢眞要際彼有見. 聖提婆等諸大論師. 造百論等弘闡大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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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타가 열반에 든 후, 아함경의 가르침을 계승한 설일체유

부와 경량부 등 여러 부파가 일어나, 각각 여러 법이 실유(實有)라
고 주장하면서 유견(有見)에 집착하였다. 이에 반야경의 가르침

을 계승한 용수(龍樹) 보살이 대승의 가르침에 따라 중송을 짓

고, 진실한 가르침을 펴 유견(有見)을 제거하고, 제바(提婆, 
Āryadeva, 300경) 등의 논사가 백론을 지어 대승의 가르침을 펴

자 중생들은 다시 공견(空見)에 집착하였다. 이에 유식 사상을 계

승한 무착(無著, Asaṅga, 300-400경) 보살이 법광정(法光定)을 증

득하고 큰 신통을 얻어 도솔천(兜率天)의 미륵(彌勒) 보살로 하여

금 유가사지론을 설해 주도록 청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심밀경과 유가사지론석은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은 불요의설(不了義說), 혹은 은밀상(隱密相)의 

가르침이고, 유식학파의 유식설은 요의설(了義說), 혹은 현료상(顯
了相)의 가르침’이라고 평가하거나, ‘부파불교의 수행자를 유견(有
見)에 집착하는 자, 중관학파의 수행자를 공견(空見)에 집착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이로부터 유식학파는 발생 당시부터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

학파의 법공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의미와도 

잘 부합한다. 그들이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래 유식학파는 유가사(瑜伽師)들의 선정 체험을 바탕으로 해

서 형성된 학파이다. 그들은 설일체유부 계통의 유가사들이었지

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설일체유부의 교학보다도 자신들의 선

정 체험이었고, 자신들의 선정 체험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서 
반야경의 공관을 유식관의 형태로 받아들였다.42) 따라서 그들은 

由是衆生復著空見. 無著菩薩位登初地. 證法光定得大神通. 事大慈尊請說此論. 
유가사지론석 제1권, 대정 제30권, p. 88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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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관의 선정 체험에 근거하여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유식학파는 발생 당시부터 자신들의 선정 체험과 부

합하지 않는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으

로 미루어 볼 때,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는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유식관의 선정 체험에 

근거한 새로운 불교 사상의 확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에 대한 이해는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유식학파

의 발생 동기는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의미와 부합할 뿐 아니라,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와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 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동기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은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2)공성의 

존재성 승인, 그리고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이라는 세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도 그 세 

항목의 동기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유식학파에서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과 2)공성의 존

재성 승인은 서로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중변분별론 제1-13송
에서 보듯이 유식학파는 소취-능취의 비존재가 바로 공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동기로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유식학파의 수행자들이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의 존재성을 승인

42) 高崎直道(198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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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동기는 윤회와 해탈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및 그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불교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식학파에서 ‘허망분별’이란 ‘아뢰야식 혹은 그것을 포함하는 여

덟 종류의 식과 심소’를 말한다. 그런데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덮기 때문에, 심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기 때문에, 셋을 판별하기 때문에, 향수하기 때문에, 생

기하게 하기 때문에, (중변분별론, 1-10)43)

결박하기 때문에, 현전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통받게 하기 때문에, 
중생은 고뇌한다. (중변분별론, 1-11ab)44)

세친석 1-10, 1-11ab): 거기서 ‘덮기 때문에’란 무명(無明)이 여실지

견(如實知見)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심기 때문에’란 행(行)들이 식에 

업의 습기들을 심기 때문이다. ‘인도하기 때문에’란 식(識)이 태어날 

곳에 도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지하기 때문에’란 명색(名色)이 자

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원만하게 하기 때문에’란 6처(處)가 [자신을 원만하게 하기 때문이

다]. ‘셋을 분별하기 때문에’란 촉(觸)이 [셋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수
용하기 때문에’란 수(受)가 [수용하기 때문이다]. ‘일으키기 때문에’란 

갈애가 업이 만든 재유(再有)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결박하기 때문에’란 집착이 [재생의] 발생을 돕는 갈애 등에 식을 

[결박하기 때문이다]. ‘현전하도록 하기 때문에’란 중생이 행해진 업을 

성숙시켜서 재유(再有) 속에 현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고통받게 하

기 때문에’란 생과 노사가 [고통받게 하기 때문이다].45) 

43) chādanād ropaṇāc caiva nayanāt saṃparigrahāt/ 
pūraṇāt triparicchedād upabhogāc ca karṣaṇāt// Mvbh 1-10.

44) nibandhanād ābhimukhyād duḥkhanāt kliśyate jagat/ Mvbh 1-11ab.
45) tatra cchādanād avidyayā yathābhūtadarśana-vibandhanāt/ ropaṇāt 

saṃskārair vijñāne karma-vāsanāyāḥ pratiṣṭhāpanāt/ nayanād 
vijñānenopapatti-sthāna-saṃprāpaṇāt/ saṃparigrah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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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들은 중생들이 윤회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요
컨대 유식학파에 의하면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은 윤회의 주체로

서 무명을 바탕으로 행해진 중생들의 업종자를 지니고 태어날 곳

으로 가서 인연에 따라 소취-능취를 현현한다는 것이다.46) 그런데 

유식학파에서 허망분별은 윤회의 근거일 뿐 아니라 해탈의 근거

이기도 하다.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그 [허망분별]의 소멸로부터 해탈이 기대된다. (중변분별론, 1-4
d)47)

즉 허망분별로부터 비존재인 소취-능취가 현현하고, 그에 따라 

윤회의 세계가 발생했던 것처럼, 허망분별의 소멸로부터 해탈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망분별의 소멸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유식학파에 의하면 허망분별의 소멸은 유식관의 수행을 

통해서 성취된다.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획득(獲得)에 근거해서 비획득이 발생한다. 
비획득에 근거해서 다시 비획득이 발생한다. (중변분별론, 1-6)48)

세친석(1-6): 유식의 획득(獲得)에 근거해서 대상의 비획득이 발생한

nāma-rūpeṇātmabhāvasya/ pūraṇāt ṣaḍāyatanena/ triparicchedāt 
sparśena/ upabhogād vedanayā/ karṣaṇāt tṛṣṇayā karmākṣiptasya 
punar-bhavasya [/] nibandhanād upādānair vijñānasyotpatty-anukūleṣu 
kāmādiṣu/ ābhimukhyād bhavena kṛtasya karmaṇaḥ punarbhave 
vipākadānāyābhimukhīkaraṇāt/ duḥkhanāj jātyā jarāmaraṇena ca/ Mvbh 
p. 21. 

46)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中邊分別論釋疏, pp. 56-62, 그리고 

高崎直道(2003) pp. 143-158 참조. 
47) tat-kṣayān muktir iṣyate// Mvbh 1-4d.
48) u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nopalabdhiṃ samāśritya nopalabdhiḥ prajāyate// Mvbh 1-6.



324 ∙ 印度哲學 제50집

다. 대상의 비획득에 근거해서 유식의 비획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

서 소취와 능취가 비존재의 특징임을 이해하게 된다.49) 

즉 유식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유식관을 수행하면, 소
취인 ‘6경-5근’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그로부터 능취인 ‘제7식과 

전6식’도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인식대상이 없을 때에는 인식

주관도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소취-능취가 사라

지게 되면, 다시 그것들을 인식대상으로 삼아서 작용하던 허망분

별도 작용을 정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식학파에서 소취-능취-
허망분별은 이중의 능소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50) 
유식학파는 소취-능취의 비존재 체험을 공성의 체험으로 간주

하여 견도(見道)라고 불렀다. 그리고 수행자는 공성의 첫 체험인 

견도와 십지(十地)의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도(修道)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불지(佛地)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51) 이처럼 유식

학파에서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은 윤회와 해탈의 근거로 간주되

었고, 이로부터 유식학파는 허망분별의 존재성을 승인하게 된다. 
세친은 중변분별론 제1-4d송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친석(1-4d): 만약 그렇지 않고 [허망분별을 비존재라고 주장한]다
면, 속박과 해탈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번뇌와 청정을 손

감하는 오류가 될 것이다.52) 

즉 허망분별은 윤회와 해탈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49) vijñapti-mātropalabdhiṃ niśrityārthānupalabdhir jāyate/ 
arthānupalabdhiṃ niśritya vijñaptimātrasyāpy anupalabdhir jāyate/ evam 
asallakṣaṇaṃ grāhya-grāhakayoḥ praviśati/ Mvbh p. 20. 

50) 高崎直道(2003) pp. 71-72. 
51) 高崎直道(2003) pp. 145-146. 
52) anyathā na bandho na mokṣaḥ prasidhyed iti 

saṃkleśa-vyavadānāpavāda-doṣaḥ syāt/ Mvbh,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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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지 않으면 윤회와 해탈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번뇌와 청정을 손감하는 오류가 된다. 그러므로 허망분별의 존재

가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53)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윤회와 해탈을 부파불교 및 중관

학파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윤회와 해탈

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설명은 곧바로 부파불교와 중관학파에 대

한 비판이 된다. 왜냐하면 부파불교와 중관학파는 모두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의 존재성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식학파에서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동기는 ①부

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허망

분별, 즉 아뢰야식을 통한 윤회와 해탈의 설명임을 알 수 있다. 

3. 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과 공성의 존재성 승인 동기 

유식학파가 소취-능취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공성, 즉 맑게 빛나

는 마음의 존재성을 승인하였던 동기는 유식관의 선정 체험과 소
공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

식학파에서 공성이란 ‘소취-능취의 비존재’와 ‘맑게 빛나는 마음’
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중변분별론 제1-13송은 소취-능취의 비

존재가 공성이라고 말하고, 중변분별론 제1-22송은 공성과 맑

게 빛나는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식학파에 의하면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은 유식관의 수행

53) 유식학파에서 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의 존재는 이중적인 측면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윤회 속에서는 항상 존재하지만, 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식삼십송 제5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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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체험된다. 즉 유식의 가르침에 따라 유식관을 수행하

면, 소취인 ‘6경-5근’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그로부터 능취인 ‘제
7식과 전6식’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소취-능취가 사라지게 되

면, 다시 그것들을 인식대상으로 삼아서 작용하던 허망분별도 작

용을 정지하게 된다는 것이다.54) 
그럴 경우 경우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은 소취-능취의 비존

재 상태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소

취-능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식학파의 수행자들

은 소취-능취의 비존재 상태인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을 진여, 
실제, 무상, 승의, 법계 등이라고 불렀다. 중변분별론은 이렇게 

말한다. 

요약하면 진여(眞如), 실제(實際), 무상(無相), 승의성(勝義性), 
그리고 법계(法界)가 공성의 동의어이다. (중변분별론, 1-14)55) 

변화하지 않는 것, 전도가 아닌 것, 그 [상]의 소멸, 성[지(聖智)]의 

작용 영역, 
그리고 성법(聖法)의 원인인 것, 그것들이 순서대로 동의어의 의미

이다. (중변분별론, 1-15)56)

세친석(1-15):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에 의해서 진여(眞如)이
다.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전도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에 의해서 

실제(實際)이다. 전도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의 소멸이’라는 의

미에 의해서 무상(無相)이다. 일체의 상(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스런 지혜의 작용 영역’이기 때문에 승의(勝義)이다. 최고 지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법의 원인인 것’이기 때문에 법계(法界)이다. 성

54) 본고의 제5장 제2항 참조.
55) tathatā bhūtakoṭiś cānimittaṃ paramārthatā/ 

dharmadhātuś ca paryāyāḥ śūnyatāyāḥ samāsataḥ// Mvbh 1-14.
56) ananyathāviparyāsa-tannirodhāryagocaraiḥ/ 

hetutvāc cāryadharmāṇāṃ paryāyārtho yathākramaṃ// Mvbh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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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법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
(界)’란 원인의 의미이다.57)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인 공성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眞如)라고 하고,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전도의 근거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實際)라고 하고, 거기에는 인식 

대상이 모두 사라져 어떤 영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無相)
이라고 하고, 그것은 최고 지혜의 대상으로서 성스런 지혜의 작용 

영역이기 때문에 승의(勝義)라고 하며,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성스

러운 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계(法界)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진여와 무상에 대한 언급이다. 왜냐

하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인 진여

(眞如)와 ‘인식 대상이 모두 사라져 어떤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라는 의미인 무상(無相)으로부터 유식학파의 수행자들이 유식관

의 선정 속에서 소취-능취의 비존재 상태인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의 지속적인 존재를 체험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정 체험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그들이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의 존재성을 승인하였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정 속에서 소취-능취가 사라

진 후에도 남아 있는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의 존재성을 승인

했던 이유는 소공경의 가르침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공경은 불타가 아난에게 공관(空觀)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

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불타가 설법하고 있는 녹모 강

57) ananyathārthena tathātā nityan tathaiveti kṛtvā[/] aviparyāsārthena 
bhūtakoṭiḥ viparyāsāvastutvāt/ nimittanirodhārthenānimittaṃ 
sarvanimittābhāvāt/ āryajñānagocaratvāt paramārthaḥ/ 
paramajñānaviṣayatvād[/] ārya-dharma-hetutvād dharmadhātuḥ/ 
āryadharmāṇān tadālambana-prabhavatvāt/ hetvartho hy atra 
dhātvarthaḥ/ Mvbh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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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코끼리, 말(馬), 금, 은 등에 대해서는 공(空)이지만, 비구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불공(不空)이다. 출가한 수행자는 처음에 마을이

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끊고 다만 숲에 대한 생각만 한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에 대한 번뇌를 끊는

다. 
그러나 그에게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때 그의 

번뇌는 오직 숲에 대한 생각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
럴 경우 그의 생각은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이지만 숲

에 대해서는 불공이다. 경전에 따르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숲에 

대한 생각이 부정된다. 이때 숲에 대한 생각은 공으로서 부정되지

만 다시 지(地)에 대한 생각은 불공인 것으로 남는다. 
이와 동일한 관찰이 공무변처(空無邊處) 등 4무색정 각각에 대

해서도 반복된다. 거기서 그 각각의 단계들은 공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한번 번뇌로서 작용하며 그것은 차례로 부

정된다. 최후로 무상(無相)의 삼매, 즉 가장 공에 잘 머무는 것(空
住)이 설해지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육근(六根)을 갖추고 있는 육

신의 존재는 부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남아 있는 것’으로서 불공

(不空)이다. 
이상 각각의 단계에서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空), ‘거기

에 남아 있는 것’은 불공(不空)이며 따라서 ‘“그 남아 있는 것은 존

재한다.”고 안다.’는 문장이 반복된다. 그리고 불타는 소공경에
서 그것이야말로 여실하고 전도되지 않은 청정한 공성에 대한 언

급이라고 말한다.58) 
이처럼 소공경은 공관의 선정 속에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것’

과 ‘남아 있지 않은 것’을 각각 공(空)과 불공(不空), 혹은 존재와 

비존재로 구분하는데, 그와 같은 사고는 유식학파에서 공성의 올

58) MN. Ⅲ, pp.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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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가사지론, 중변분별

론, 구경일승보성론, 현양성교론 등 유식학파의 각종 경론에

서 발견된다.59) 세친은 중변분별론 제1-1cd송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친석 1-1cd): 이와 같이 어떤 곳에 어떤 것이 없을 때, 그 <어떤 

곳>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공이라고 여실하게 관찰한다. 또한 여기

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남아 있는> 존재는 여기에 있다고 여

실하게 안다고 하는 비전도인 공성의 특징이 <여기서> 명백하게 된

다.60) 

이로부터 유식학파의 수행자들이 소취-능취의 존재성을 부정하

고 공성, 즉 맑게 빛나는 마음의 존재성을 승인했던 이유는 유식

관의 선정 체험과 소공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

게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공성을 부파불교 및 중관학파와

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그들의 공성에 대

한 새로운 설명은 곧바로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

설에 대한 비판이 된다. 왜냐하면 부파불교는 소취-능취의 일체법

을 실체적 존재라고 승인하며, 중관학파는 공성의 존재를 승인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유식학파에서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 동기와 2)공

성의 존재성 승인 동기는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

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유식관의 선정 체험 및 소공경의 가

르침에 따른 새로운 공성 해석임을 알 수 있다. 

59) 長尾雅人(1968) p. 497. 
60) evaṃ yad yatra nāsti tat tena śūnyam iti yathābhūtaṃ samanupaśyati yat 

punar atrāvaśiṣṭaṃ bhavati tat sad ihāstīti yathābhūtaṃ prajānātīty 
aviparītaṃ śūnyatā-lakṣaṇam udbhāvitaṃ bhavati/ Mvbh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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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는 유식학파의 발생 동

기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유식학파의 ‘비공비불공’ 중
도 개념은 부파불교의 법유론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을 비판하고, 
윤회, 해탈, 공성 등 불교의 중심 개념들을 유식관의 선정 체험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식 사상을 새로운 대승불교로 확

립하기 위한 개념 틀이었던 것이다. 

Ⅵ. 결론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는 대승불교의 중심 학파들이지만, 그 두 

학파의 중도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용수는 중도를 비유

비무(非有非無)라고 설명하면서, 공(空)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만, 중변분별론은 중도를 비공비불공(非空非不空)이라고 설명하

면서, 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식학파가 용수의 중도 개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중도

를 주장하게 되었던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러므로 논자는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과 의미 등을 재검토하고, 그와 같은 검토를 단

서로 하여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식학파의 비공비불공 중도 개념의 특징은 용수의 비유비무 

중도 개념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럴 경우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특징은 일체법이 공(空)이고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중

도라고 주장하는 용수와는 달리, ‘허망분별 및 공성의 존재’와 ‘소
취-능취의 비존재’를 바탕으로 일향공과 일향불공의 극단을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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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비불공(非空非不空)의 중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은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2)공성의 

존재성 승인,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이라는 세 항목으로 이루

어져 있다. 그리고 그 세 항목의 내용은 모두 부파불교의 법유설

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기존의 불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다. 이로부터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은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
리고 ③유식이라는 새로운 불교 사상의 확립을 의미함을 알 수 있

다. 
유식학파는 발생 당시부터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

공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본래 유

식학파는 유가사(瑜伽師)들의 선정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학파로서, 해심밀경이나 유가사지론 등의 최초기 경론에 이

미 부파불교의 법유설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에 대한 비판의 문구

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는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
리고 ③유식관의 선정 체험에 근거한 새로운 불교 사상의 확립이

라고 생각된다.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은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2) 공성의 

존재성 승인,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이라는 세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는 그 세 항목의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먼저 유식학파에

서 1)허망분별의 존재성 승인 동기는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허망분별, 즉 아뢰야식을 통

한 윤회와 해탈의 설명이다. 그리고 3)소취-능취의 존재성 부정 

동기와 2)공성의 존재성 승인 동기는 ①부파불교의 법유설 비판, 
②중관학파의 법공설 비판, 그리고 ③유식관의 선정 체험 및 소
공경의 가르침에 따른 새로운 공성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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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식학파 중도 개념의 동기는 결국 유식학파의 발생 

동기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유식학파의 ‘비공비불공’ 
중도 개념은 부파불교의 법유론과 중관학파의 법공설을 비판하고, 
윤회, 해탈, 공성 등 불교의 핵심 개념들을 유식관의 선정 체험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식 사상을 새로운 대승불교로 확

립하기 위한 개념 틀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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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examination on the Middle Way Conception 
of Vijñānavāda*61): 

Centering on the Madhyantavibhagabhasya

Nam, Soo-young
(Lecturer Dongguk Univ. and Joongang Sangha Univ.)

Madhyamika and Vijñānavāda are the main schools of 
Mahāyāna Buddhism, but the middle way conceptions of the 
two schools are not same. Because Nagārjuna uses the mid-
dle way as same meaning to the śūnyatā, explaining the 
middle way as the neither being nor non-being(非有非無), but 
Vijñānavāda use the middle way as different meaning to the 
śūnyatā, explaining the middle way as the neither emptiness 
nor non-emptiness(非空非不空). 

Here a question arises as follows. ‘Why Vijñānavāda in-
sists on a new middle way denying Nagarjuna’s middle way?’ 
So this writer studied the motive of the middle way con-
ception of Vijñānavāda.

The Vijñānavāda’s middle way conception is the critique 
of the dharma existence theory(法有說) of scholastic bud-
dhism and the dharma emptiness theory(法空說) of 
Madhyanika. Because the three items, composing the middle 
way conception of Vijñānavāda, the being of false imagi-
nation(虛妄分別), the being of emptiness(空性), and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5A0703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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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eing of apprehended-apprehender(所取-能取) are the 
critiques of the dharma existence theory of scholastic bud-
dhism and the dharma emptiness theory of Madhyamika. 

Vijñānavāda be seemed to have critical attitude to the 
dharma existence theory of scholastic buddhism and the 
dharma emptiness theory of Madhyamika from the 
beginning. Because according to mention of Saṁdhinirmoca-
na-sūtra etc., the occurrence motives of Vijñānavāda are 
seemed to ①the critique of dharma existence theory of 
scholastic buddhism, ②the critique of dharma emptiness 
theory of Madhyamika, and ③the establishment of new bud-
dhist thought of Vijñānavāda.

The motives of middle way conception of Vijñānavāda 
are same as the occurrence motives of Vijñānavāda. To sum 
up, the middle way conception of neither emptiness nor 
non-emptiness of Vijñānavāda is a frame conception for es-
tablishing Vijñānavāda as new Mahāyāna Buddhism, by criti-
cizing of the dharma existence theory of scholastic bud-
dhism and the dharma emptiness theory of Madhyamika, 
and by explaining central conceptions of Buddhism, the rep-
etition of rebirth, the ultimate liberation, and the emptiness 
etc. through new method.

Keywords: Vijñānavāda, Madhyamika, middle way, neither
being nor non-being, neither emptiness nor
non-emptiness, apprehended-appreh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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